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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the object detection accuracy with still images has been significantly improved with the 

advance of deep learning techniques, the object detection problem with video data remains as a challenging 

problem due to the real-time requirement and accuracy drop with occlusion. In this research, we propose 

a method in pig detection for video monitoring environment. First, we determine a motion, from a video 

data obtained from a tilted-down-view camera, based on the average size of each pig at each location 

with the training data, and extract key frames based on the motion information. For each key frame, 

we then apply YOLO, which is known to have a superior trade-off between accuracy and execution 

speed among many deep learning-based object detectors, in order to get pig’s bounding boxes. Finally, 

we merge the bounding boxes between consecutive key frames in order to reduce false positive and 

negative cases. Based on the experiment results with a video data set obtained from a pig farm, we 

confirmed that the pigs could be detected with an accuracy of 97% at a processing speed of 37f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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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양돈 생산

액은 2018년 기준으로 약 7조 원을 기록[1]하여, 쌀 

생산액인 약 8조 원에 이어 농업 생산액 2위에 이를 

정도로 대한민국의 중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양돈 업

계에서는 돼지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관리인 1명당 약 1,000마리

에 이르는 규모의 돼지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모든 

돼지에 대한 세밀한 관찰이 불가능하며 생산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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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결하기 위하

여 돈사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카메라로부터 획

득한 영상 정보로부터 돼지의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

하는 다양한 모니터링 방법들이 발표되고 있다[2- 

10]. 그러나, 최근의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객체 탐지

기들의 정확도가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

든 돼지들이 카메라를 향하여 포즈를 취해주지 않기 

때문에 시설물이나 다른 돼지로부터 겹침(occlu-

sion) 현상에 의한 정확도 하락 이슈가 남아있으며, 

실제 농장에 적용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돼지 모니터링 응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별 돼

지를 보다 정확히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비디오 데이터의 특성을 이용하여 돈사 비디오 

모니터링 환경에서 딥러닝 기반 객체 탐지기의 돼지 

탐지 문제를 해결(즉, 실시간 처리 속도를 만족하면

서 돼지 탐지 정확도 개선)하고자 한다.

사실 정지영상에 대한 객체 탐지 정확도가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처리

나 겹침에 따른 정확도 하락 등의 이유로 동영상에서

의 객체 탐지 문제는 최근 주요한 연구 이슈로 활발

히 연구되고 있다[10-22].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

구 방향 중 실시간 조건을 만족하면서 정확도를 개선

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 탐지기 중 처리속도 대비 정

확도가 우수하다고 알려진 CNN 기반 탐지기 결과를 

후처리[21,22]하는 방법을 따른다. 

먼저 tilted-down-view 카메라에서 획득한 학습

용 동영상으로부터 영상 내 돼지들의 크기를 균일하

게 하기 위하여 카메라 보정과 관련된 영상처리 기법

을 적용한 후 각 픽셀 위치별 움직임 여부를 판단하

고, 움직임이 충분한 경우(본 연구에서는 연속된 프

레임간 움직임이 발생한 픽셀의 수가 학습 데이터의 

평균 돼지 크기에 해당하면 움직임이 충분하다고 설

정) 키 프레임(key frame)으로 추출한다. 추출된 각

각의 키 프레임에 대하여 딥러닝 기반 탐지기 중 처

리속도 대비 정확도가 우수하다고 알려진 YOLOv4 

[23] 탐지기를 적용하여 돼지의 경계 박스(bounding 

box)들을 획득한다. 최종적으로, 인접 키 프레임간의 

경계 박스들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경계 박스 매칭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병합한 후 추가 생성 또는 누락

된 경계 박스들에 대한 처리를 마무리한다. 

제안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돈사에

서 획득된 비디오 데이터로 실험한 결과, 실시간 처

리를 만족하면서도 개별 프레임에 대한 YOLOv4의 

정확도가 86%에서 97%로 크게 개선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또한, 기존의 비디오 객체 탐지 및 추적 방법

에 비하여, 제안 방법이 더 빠른 수행속도로 더 정확

히 돼지를 탐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동일

한 모델로 복잡한 비디오 객체 탐지 및 추적을 수행

하는 것보다, 간단한 경계 박스 매칭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수행시간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상이한 앙

상블 모델로 비디오 객체 탐지를 수행하는 것이 정확

도 개선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며, 본 연구의 독창

성과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비디오

에서의 돼지 탐지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키 프레

임 추출과 키 프레임 간 돼지 탐지 결과 병합 방법에 

관하여 기술한다. 4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으로 실험

한 결과를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5

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하여 언급한다.

2. 관련 연구

2.1 정지영상에서의 돼지 탐지

돼지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 돼지

의 무게는 돼지의 건강 및 성장 상태, 적정 무게 도달 

여부를 통한 돼지의 출하 여부 및 사료 배급량을 결

정하며, 특히 가성비 기준 적정 출하 시점과 저성장 

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돼지의 

무게는 저울을 이용하여 측정하나, 저울을 이용한 무

게 측정은 노동력을 많이 소모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을 소요하며, 돼지와 접촉하면서 부상이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이기도 하다. 또한, 국내 양돈 농가

의 환경은 관리인 1명당 약 1,000마리에 이르는 규모

의 돼지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약 100kg에 육박하는 

모든 돼지의 무게를 직접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리인이 직접 

돼지의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 대신, 돈사 천장에 카

메라를 설치하고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영상 정보에 

영상처리 기법을 이용하여 돼지의 무게를 추정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2,3]. 예를 들어, 돈

사 천장에서 획득된 정지영상으로부터 돼지의 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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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측정하고 선형회귀 함수를 이용하여 돼지의 무

게를 추정한 결과, 실제 돼지 무게의 2 kg 내외 오차

로 무게 추정이 가능함이 보고되었다[2]. 그러나 이

러한 방법은 앞서 언급한 시설물이나 다른 돼지로부

터 겹침(occlusion) 현상에 의한 정확도 하락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시설물이 없는 특수한 촬영용 돈방에서 

한 마리 돼지씩 무게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실제 농

가에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보다 실질적인 농가 적용을 위해서는 실제 돼지들

이 거주하는 돈방에서 자연스럽게 개별 돼지들의 무

게 추정에 필요한 정보 등 유용한 정보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근접 돼지들 간의 구분

을 위한 다양한 선행 연구[4-8]가 발표되었다. 그러

나 돈방내 모든 돼지들이 카메라를 향하여 포즈를 

취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입력되는 동영상

을 분석하면서 원하는 돼지의 정보를 추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지영상에서의 돼지 탐지 정확도의 한

계 때문에 돈방내 전체 돼지들의 움직임이 감소했는

지 여부를 통상의 영상처리 기법으로 탐지하는 수준

의 비디오 분석 결과가 발표[9,10]되었지만, 보다 유

용한 정보 분석을 위해서는 비디오 특성을 이용하여 

돼지 탐지의 정확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돼지의 

무게 추정 외에도 돼지들간의 공격 행동 파악 및 환

돈/폐사돈 탐지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급 비디오 

분석(high-level video analytics)을 이용한 다양한 

돼지 모니터링 응용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돼지 

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2.2 비디오 객체 탐지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처리나 겹침에 따른 

정확도 하락 등의 이유로 동영상에서의 객체 탐지 

문제는 최근 주요한 연구 이슈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11,12]. 예를 들어, 비디오 내 움직임 정보를 활

용하기 위해 광류(optical flow)를 이용한 방법[13, 

14], LSTM을 이용한 방법[15,16], 추적을 이용한 방

법[17,18] 등이 제안되고 있다. 또한, 개별 프레임에

서 추출된 특징들을 결합하기 위한 다양한 특징 필터

링 방법[19,20] 등도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Imagenet 

VID 데이터 등 공개 데이터를 이용한 성능 비교에 

따르면, YOLO[23] 등 가성비(수행속도 대비 정확

도)가 뛰어난 탐지기의 결과를 후처리(post-proc-

essing)하는 방법[21,22]이 가장 좋은 가성비를 보여

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디오의 각 프레임에 대하여 CNN 기

반 탐지기의 결과를 병합하는 방법 중 SeqNMS[20]

는 프레임 간 박스가 매우 유사한 결과를 활용하여 

탐지 결과의 정확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SeqBbox 

Matching[22]은 프레임간 박스의 유사한 결과를 병

합하여 현재 프레임의 박스의 신뢰도를 수정하였고 

이를 통하여 누락된 탐지 일부를 해결하였다. 본 연

구에서도 비디오 객체 탐지를 위한 다양한 연구 방향

중 실시간 조건을 만족하면서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

해, 딥러닝 기반 탐지기 중 수행속도 대비 정확도가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진 YOLOv4[23] 탐지기 결과

를 돼지 모니터링에 적합하도록 후처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특히, 동일한 모델로 복잡한 비디오 객체 

탐지 및 추적을 수행하는 기존의 비디오 객체 탐지 

및 추적 방법과 달리, 간단한 경계 박스 매칭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수행시간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상

이한 앙상블 모델로 비디오 객체 탐지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3. 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는 입력되는 비디오 스트림에 대하여 

돈사 내 돼지들에 대한 움직임이 설정된 threshold 

이상 검출되는 키 프레임을 추출하여 객체 탐지 효율

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추출한 키 프

레임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산 비용을 최소화하면

서도 두 개의 딥러닝 모델들(본 논문에서는 model 

A 및 model B로 명시)의 경계 박스 결과들을 보정하

고 결합하는 모델 앙상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

의 제안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는 Fig. 1과 같다.

3.1 키 프레임 추출

키 프레임 선택을 위해서는, 이전 키 프레임(Pre-

vious Key Frame)과 현재 입력 프레임(Current 

Input Frame)의 비교를 통하여 현재 입력 프레임에

서 움직임이 있는 돼지의 수를 추정한다. 즉, 두 프레

임 간 화소 차이를 이용하여 움직임이 있는 픽셀의 

수를 측정하고, 일정 값 이상의 움직임이 있으면 현

재 입력 프레임을 키 프레임으로 선택한다.

먼저, 딥러닝 기반의 객체 탐지기(i.e., YOLOv4)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여 돈방에 있는 돼지들의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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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verview of a Proposed Method.

 Algorithm 1. Key Frame Extraction 

Input

CF = Current Input Frame

PK = Previous Key Frame

Output 

Yes/No

S = Average BB Size

THkeyframe = Threshold hyperparameter

D = PixelDiff(CF, PK)

if 

 ≥ THkeyframe do

    return Yes

else do  

    return No

Fig. 2. Algorithm for Key Frame Extraction.

경계 박스 평균 크기(Average BB Size)를 구하고, 

입력되는 테스트 비디오 스트림의 첫 번째 프레임을 

이전 키 프레임으로 초기화한다. 이후 입력되는 테스

트 비디오 스트림의 각 프레임에 대하여, 이전 키 프

레임(Previous Key Frame)과 현재 입력 프레임

(Current Input Frame) 간의 움직임 차이가 발생하

는 픽셀 수 D를 획득한다. 마지막으로 움직임 차이가 

발생하는 픽셀 수 D를 돼지의 평균 크기 S(= Ave-

rage BB Size)로 나누어 움직임이 있는 돼지 수를 

추정하고, 일정 값(i.e., THkeyframe) 이상의 움직임

이 있으면 현재 프레임을 키 프레임으로 선택한다. 

통상 돈방의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으며 돼지들도 일

정 기간(예를 들어, 한달) 같은 돈방내에서 사육되는 

closed room 모니터링 환경이므로, 카메라 설치 후 

해당 돈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의해 돼지의 평균 

크기 S는 매우 정확하게 튜닝될 수 있다. 본 논문에

서는 키 프레임 추출을 위한 기준 값을 THkeyframe 

= 1(즉, 평균 돼지 크기)로 설정하였으며, 키 프레임

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요약하면 Fig. 2의 Algor-

ithm 1과 같다. 

3.2 키 프레임 간 돼지 탐지 결과 병합

기존의 컴퓨터 비전 분야 모델 앙상블 기법들은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 장의 입력 영상(비디

오 프레임)에 대하여 복수 개의 모델을 적용하고 각

각의 탐지 결과를 병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23]. 

그러나, 이러한 모델 앙상블 기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다양한 탐지 결과들을 이용함으로써 탐지 정확

도를 개선할 수 있으나, 복수 개의 모델을 사용함으

로써 필연적으로 수행속도가 적게는 약 2배, 많게는 

수십 배 이상으로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

서, 실시간 탐지 성능이 중요한 비디오 객체 탐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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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ate Transition between Consecutive Key Frames.

서는 정확도 개선과 수행속도 감소의 트레이드오프

를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2개의 모델을 사용

하지만, 수행속도 감소가 크지 않도록 2개의 탐지 결

과를 결합하고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추출된 t-1 번째 

키 프레임과 t번째의 키 프레임에 대하여 각기 다른 

모델을 적용하여 객체를 탐지한다. 그리고 설명을 위

하여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두 키 프레임 간 움직

임이 발생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한 후, 

CIoU 기법[24]을 이용하여 두 키 프레임 간 경계 박

스들의 CIoU 값을 계산한다. 이후 일정 이상의 CIoU 

값(i.e., 본 논문에서는 0.4로 설정)을 가진 경계 박스

들 중 가장 높은 CIoU를 가진 경계 박스들부터 매칭

시킨다. 이때, 기존 박스와 겹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서 수행한 CIoU 매칭을 수행하는 중 기존 

탐지된 박스와 겹칠 시에는 매칭을 수행하지 않는다. 

즉, t번째 키 프레임의 매칭된 경계 박스중, 움직임이 

없는 영역의 것은 Stay Box로, 움직임이 있는 영역

의 것은 New Box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두 키 

프레임 간 매칭되지 않은 경계 박스들에 대해서는, 

각각 Disappear Box(즉, t-1 번째 키 프레임에는 있

지만 t번째 키 프레임에는 매칭되는 박스가 없는 경

우), Appear Box(즉, t번째 키 프레임에는 있지만 t-1

번째 키 프레임에는 매칭되는 박스가 없는 경우)로 

해석될 수 있다. 연속하는 두개의 키 프레임에 대하

여 각각의 모델에서 탐지된 경계 박스들을 매칭하는 

알고리즘을 요약하면 Fig. 4의 Algorithm 2와 같다.

특히, 움직임이 없는 픽셀 위치에 대하여 앙상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Stay Box에 대한 박스 

합병을 먼저 적용한 후, 남은 박스들과의 박스 합병

을 다시 적용하는 cascaded box merging 방법을 제

안하며, 그 구조도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Box Removal 단계의 Confidence 파라미터는 각 모

델에 의하여 생성된 박스의 신뢰도가 설정된 Confi-

dence 값보다 작으면 제외됨을 의미하며, NMS(Non- 

Maximum Suppression) 단계에서는 생성된 박스간 

중복 정도가 설정된 Threshold 값보다 크면 신뢰도가 

작은 박스가 중복 박스로 제외됨을 의미한다. 또한, 

박스 합병에 필요한 파라미터(Confidence_A, Confi-

dence_B, NMS Threshold_A, NMS Threshold_B) 

값에 따라 박스 합병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

한 파라미터 값에 따른 정확도 차이를 4장에서 설명

한다.

4. 실험 결과

본 실험은 경상남도 하동군에 위치한 바른양돈 내

에 70마리 돼지가 활동하는 돈사에서, 천장의 높이 

제약 때문에 절반의 영역만 모니터링하는 카메라

(Fig. 6, Fig. 7, Fig. 8의 화면 하단에서 돼지들이 IN/ 

OUT 가능)에서 획득된 비디오 데이터로 수행되었

다. 즉, 영상 데이터 촬영을 위해 돈사의 중앙을 기준

으로 2.1 m 높이의 기둥에 약 45도 각도로 QNO- 

6012R 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1920 × 

1080 해상도의 돼지들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또

한, tilted-down-view로 촬영된 영상 내 돼지들의 크

기를 균일하게 하기 위하여 Warp Perspective[26] 

영상처리 기법을 적용하였다. 본 실험은 Ubuntu 

16.04 LTS OS, Intel Core i7-7700K 4.20 GHz CPU, 

GeForce RTX 2080 Ti(4352 CUDA cores, 11 GB 

VRAM) GPU, 32 GB RAM, Visual Studio 2017, 영

상처리 라이브러리 OpenCV 3.4[26] 환경에서 수행

되었다.

본 논문이 제안한 모델 앙상블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키 프레임 내 돼지 탐지를 위한 model A와 

model B를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model A와 model B의 학습 데이터에 대하여 

각기 다른 파라미터의 CLAHE(Contrast Limited 

Adaptive Histogram Equalization) 영상처리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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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2. Bounding Box Matching 

Input

modelA = detection boxes produced from t-1 frame

modelB = detection boxes produced from t frame

iou_thresh = CIoU thresh value for overlapping

Output

ensembled_boxes = ensembled detection boxes

Initialize:
modelA_boxes = detection boxes in model A
modelB_boxes = detection boxes in model B

for A_box = 1 to modelA_boxes do
  max_CioU = 0
  for B_box = 1 to modelB_boxes
    C_box = CIoU(A_box,B_box)
    if (C_box > max_CIoU)
      overlapped_box ← A_box, B_box
      max_CIoU = C_box
  if (max CIoU > iou thresh and A_box = disappear box)
    fusion_box = fuse two boxes into one detection box
    ensembled_boxes ← fusion_box

for A_box = 1 to modelA_boxes
  if (A_box = disappear box)
    add_box = true
    for e_box = 1 to ensembled_boxes 
      if (CIoU(A_box, e_box) > iou_thresh)
        add_box = false
        break
    if (add_box = true)
      ensembled_boxes ← A_box
for B_box = 1 to modelB_boxes
  add_box = true
  for e_box = 1 to ensembled_boxes 
    if (CIoU(B_box, e_box) > iou_thresh)
      add_box = false
      break
  if (add_box = true)
    ensembled_boxes ← A_box

sort ensembled_boxes by confidence score
return ensembled_boxes  

Fig. 4. Algorithm for Bounding Box Matching.

Fig. 5. Cascaded Box Me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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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6. Illustration of Extracted Key Frames. (a) Consequtive Key Frames with 1-Pig Moving, (b) Consequtive Key 

Frames with 2-Pig Moving, and (c) Consequtive Key Frames with 3-Pig Moving.

Fig. 7. Illustration of Detection Boxes with the Proposed Ensembl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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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line:YOLOv4[23] Proposed

Fig. 8. Result of Baseline and Proposed Method.

Table 1. Comparison of CLAHE parameters for Model A and Model B.

Parameter TilesGridSize ClipLimit Difference Entropy

Model A (2,2) 0.6 1.15 5.53

Model B (8,8) 1.0 0.97 5.56

[27]을 이용하여 image augmentation을 수행 후 학

습을 진행하였다. Table 1은 각 모델별로 사용된 

CLAHE 파라미터 값을 보여준다. 즉, 각 모델별 다른 

영상처리 결과를 입력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합의 

CLAHE 파라미터에 따른 영상처리 결과의 전경과 배

경의 평균 픽셀값 차(Difference)와 정보량(Entropy)

을 측정하였으며, Table 1에 정리한바와 같이 각 모델

이 유사한 Entropy를 갖지만 Difference 차이가 최대

가 되도록 파라미터를 설정(즉, 앙상블 모델간 다양

성을 위하여, 2개의 앙상블 모델 각각이 상이한 특징

을 추출하도록 CLAHE 파라미터 값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획득된 입력 비디오 스트림에서 총 

400장의 키 프레임을 추출하였으며, 200장은 학습 데

이터, 200장은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Fig. 6은 

추출된 키 프레임의 예시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Fig. 6 (a)는 키 프레임 간 돼지가 1마리 움직인 경우

를 보여주며 (b)는 키 프레임 간 돼지가 2마리 움직인 

경우를, (c)는 키 프레임 간 돼지가 3마리 움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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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ccuracy Comparison of Video Pig Detection.

Method
True

Posi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Baseline: 

YOLOv4[22]
3,662 821 789

Proposed 4,234 608 217

Table 3. Performance Comparison of Video Pig Detection.

Method
Accuracy

(AP)↑

Speed

(fps)↑

Baseline: YOLOv4[22] 0.86 40.70

Baseline+SeqNMS[20] 0.89  17.30
†

Baseline+SeqBboxMatching[21] 0.89  18.30
†

Baseline+DeepSort[27] 0.94 27.28

Proposed 0.97  36.90
‡

†오프라인 후처리 포함한 속도
‡온라인 후처리 포함한 속도

우를 각각 보여준다.

또한, 이렇게 추출된 키 프레임에 대하여 각각의 

모델 결과 및 앙상블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7과 같이, t 프레임(model A 적용)과 t+1 프레임

(model B 적용)에서 나타난 각각의 에러(False 

Negative를 연두색 점선으로 표시)가 상호 보완적인 

모델 앙상블을 통해 해결(파랑색 실선으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t+1 프레임(model B 적

용)과 t+2 프레임(model A 적용)에서 나타난 에러도, 

모델 앙상블을 통해 상호 보안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안 방법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Table 2에 추출된 200장의 키 프레임에 대하여 

베이스라인인 YOLOv4[23] 대비 제안 방법의 정확

도 개선 정도를 정리하였다. 즉, 본 논문의 제안 방법

은 기존 베이스라인 대비 TP가 1.16배 개선되었으

며, FP는 1.35배, FN은 3.64배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기존 베이스라인과 비교하였을 때 제안 앙상블 방법

은 오탐지 결과가 감소(특히 FN이 크게 감소)하고 

정탐지 결과가 증가하는데, 이는 Fig. 8(기존 베이스

라인과 제안 방법의 탐 지 결과 예시)에 보여주는 

것처럼 빨간색 점선 박스로 표시한 베이스라인의 누

락 돼지가 앙상블 방법에 의하여 정확히 탐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Table 3에 추출된 200장의 키 프레임에 대하

여 비디오 객체 탐지의 기존 방법(SeqNMS[21] 및 

SeqBboxMatching[22])과 제안 방법의 정확도 및 수

행속도를 비교하였다. 정확도 AP는 Average Preci-

sion을 의미하며 통상적인 객체 탐지 정확도 측정 시 

활용되는 성능 지표이며, 수행속도 fps는 frames per 

second를 의미하고, 두 수치 모두 높을수록 성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기존 방법인 SeqNMS[21]는 베이

스라인 대비 3%의 정확도가 개선되었으나 수행속도

가 23.40fps 감소되었고, SeqBboxMatching[22]의 

경우도 베이스라인 대비 3%의 정확도가 개선되었으

나 수행속도가 22.40fps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반면 

제안 방법은 베이스라인 대비 정확도가 11%나 개선

되면서도 수행속도는 3.8fps 밖에 감소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즉, 기존 방법과 비교할 때, 감소한 수행

속도에 대비하여 정확도가 큰 폭으로 향상됨을 확인

하였으며, 비록 수행속도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실

시간 탐지 성능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입력되

는 비디오 스트림의 모든 프레임에 대하여 모델 앙상

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된 threshold 

이상 움직임이 검출되는 키 프레임에만 적용하기 때

문에, 실제로는 가성비 대비 더 효율적으로 돼지 탐

지를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본 논문의 연구 분야인 비디오 객체 탐지와 

관련하여 비디오 객체 추적 분야가 있으며, 베이스라

인인 YOLO4[23]와 결합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 온

라인 다중 객체 탐지기중 널리 사용되는 DeepSort 

[28]와의 추가적인 성능 비교를 하였다. 즉, DeepSort 

[28]가 다중 객체 추적에 적용되는 방법이나, 본 논문

의 제안 방법과 유사하게 비디오 모니터링 환경에서 

실시간 추적을 위해 제안된 방법이기 때문에 Deep 

Sort[28]를 적용한 탐지 정확도와 수행속도를 측정

하였다. DeepSort[28]를 적용할 경우 비디오 객체 탐

지 기법인 SeqNMS[21]와 SeqBboxMatching[22]에 

비해서는 정확도 및 수행속도가 우수하지만, 제안 방

법에 비해서는 정확도(3% 차이) 및 수행속도(9.62 

fps 차이) 모두 떨어짐을 확인하였다. 즉, 널리 사용

되는 실시간 다중 추적 방법인 DeepSort[27]는 추적

을 위한 추가적인 학습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돼지 탐지 문제에 대하여 본 논문의 제안 방

법보다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종합적으로, 기존의 비디오 객체 탐지 또는 추적 

방법에 비하여, 제안 방법이 더 빠른 수행속도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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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Accuracy with Various Parameters.

Method Accuracy (AP)↑

Confidence_A = 0.5

Confidence_B = 0.5

NMS Threshold_A = 0.5

NMS Threshold_B = 0.5
0.97

Confidence_A = 0.3

Confidence_B = 0.7

NMS Threshold_A = 0.7

NMS Threshold_B = 0.3
0.94

Confidence_A = 0.7

Confidence_B = 0.3

NMS Threshold_A = 0.3

NMS Threshold_B = 0.7
0.96

정확히 돼지를 탐지할 수 있는데, 이는 동일한 모델

로 복잡한 비디오 객체 탐지 및 추적을 수행하는 것

보다 간단한 경계 박스 매칭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수행시간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상이한 앙상블 모

델로 비디오 객체 탐지를 수행하는 것이 정확도 개선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 언급한 Cascaded Box Merg-

ing 구조(Fig. 5 참조)의 파라미터 값에 따른 정확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파라미터 조합에 대

하여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Box Removal 단계와 

NMS 단계 모두 기준을 충족하는 박스를 제거하는 

과정인데, Confidence 값이 크면 공격적으로 박스를 

제거하는 것이지만 NMS Threshold 값이 크면 보수

적으로 박스를 제거하는 것이다. 즉, Table 4에 나타

낸바와 같이, 두 모델의 파라미터를 동일하게 설정한

다면 두 모델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지만, 다

르게 설정한다면 두 모델에 다른 기준을 적용(예를 

들어, Confidence_A < Confidence_B 및 Threshold_ 

A > Threshold_B로 설정하면 model A를 보수적, 

model B를 공격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

서는 다양한 파라미터 값에 대하여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 두 모델의 파라미터를 동일하게 설정한 경우 

가장 높은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파

라미터 조합에 대한 실측치로 파라미터 값을 정하는 

대신, 각 모델의 TP, FP, FN 등의 정확도 수치로 파

라미터 값을 결정하는 것도 좋은 향후 연구 주제로 

판단된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실제 돈사에서 돼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비

디오 모니터링 환경에서의 정확한 돼지 탐지가 중요

하다. 그러나, 최근의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객체 탐

지기들의 정확도가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돼지들이 카메라를 향하여 포즈를 취해주지 않

기 때문에 시설물이나 다른 돼지로부터 겹침(occlu-

sion) 현상에 의한 정확도 하락 이슈가 남아있다. 또

한, 정지영상에 대한 객체 탐지 정확도가 크게 개선

되었음에도,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처리나 겹

침에 따른 정확도 하락 등의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실시간 처리를 위하여, 입

력되는 비디오 스트림에 대하여 모든 프레임에 딥러

닝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된 threshold

(학습 데이터내 평균 돼지 크기) 이상 돈사 내 돼지들

의 움직임이 검출되는 키 프레임을 먼저 추출하여 

객체 탐지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

한, 추출한 키 프레임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산 비

용을 최소화하면서도 2개의 앙상블 모델들의 결과를 

보정하여 정확도를 개선하는 모델 앙상블 방법을 제

안하였다. 즉, 앙상블 모델간 다양성(diversity)을 위

하여, 2개의 앙상블 모델 각각이 상이한 특징을 추출

하도록 CLAHE 파라미터 값을 먼저 도출하였다. 그

리고 이렇게 도출된 파라미터 값으로 변환된 키 프레

임을 2개의 모델에 동시 적용하여 수행 시간이 2배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되는 키 프레임에 번갈아 

적용(즉, 홀수 키 프레임에 model A 적용, 짝수 키 

프레임에 model B 적용)함으로써 수행 시간 증가를 

최소화하였다. 반면, 연속되는 키 프레임간 돼지 한 

마리 크기에 해당하는 픽셀에서만 움직임이 있으므

로, 키 프레임내 평균 95% 이상의 움직임이 없는 픽

셀 위치에 대해서는 2개의 모델을 적용하여 앙상블

한 정확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 돈사에서 획득한 비디오 데이터로 실험한 결

과, 제안 방법은 베이스라인인 YOLOv4[22] 대비 

11%의 정확도가 개선되었으며, 약 37fps의 수행속도

로 돼지를 실시간 탐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한, SeqNMS[21], SeqBboxMatching[22], DeepSort 

[28] 등 기존의 비디오 객체 탐지 및 추적 방법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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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안 방법이 더 빠른 수행속도로 더 정확히 돼

지를 탐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동일한 모

델로 비디오 객체 탐지 및 추적을 수행하는 것보다, 

수행시간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상이한 앙상블 모

델로 비디오 객체 탐지를 수행(본 연구의 독창적인 

부분)하는 것이 정확도 개선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

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앙상블시 다양한 파라미터 

값에 따라 정확도 개선 효과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조합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조합들에 대한 실험은 학습 데이터로 한번만 수행하

면 되므로 테스트 수행속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향후 연구로는 비디오 스트림에서의 정확한 돼지 탐

지 기술을 바탕으로, 환돈이나 폐사돈을 자동 탐지하

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응용 연구를 수행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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